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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록

기내롤연변이 세포주 유기 및 선발기술개발

제

연구개발의 북척 및 필요성

식물유전공학 발전과 더불어 식물 조직배양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I I.

마
피

거의

..1.4
。약배양， 생장점 배양동의 기관배양이재배 식물에서 단세포 배양， 원형질체 배양.

배양기술미분화률 거쳐 재분화 시키는기관에서분화된륙히공적으로 야루워졌다.

식물의 형질전환 기술을 더한충 가속화 시켰이 획기척으로 발천함에 따라 유전공학적

그치지변이쳐l를 선발하는데다. 돌연변이 육종에서도 기왕 종자를 대상으로 포장에서

님

T않고 조직배양과 접목하여 기내 육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80년 후반에서

터 시작되었고 현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얼부 화훼작물에서는 실용화 단계까

기내 툴연변이 육종 기술의 정지 진전된 것도 있으나 아직은 기술개발 단계에 있다.

필요한 제반 기술율 접목하는데는유기에기본기술과 툴연변이착을 위해 조직배양의

기내유기 방법이 척정화 되어야 할 것이며，륙성에 따라 톨연변이초직배양 기술의

식물쳐l 재분화 그변이세포로 부터선발기술，유기에 알맞는 조건과 변이체의변이체

아직은 농작리고 포장척웅 및 안천성풍 많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돌연변이체 획특유전인자원이나 유전공학용 표지인자를 획득하는데에 있어서도물의

이의 척절한 이용으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내병성 향상，불가결한 실정에 있고

식물역시대비한 유전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유전자 도입에질척 향상 동의

요청되는 바다양한 표지인자의 확보가 절설히여러가지유전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다.

~n
。

기내 육종법을 모델화 하고자

기내중식，연구는 방사선에 의한 기내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개발코자 감자의

둥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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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II 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법위

기내 롤연변이 세포주의 유기와 선발기술을 모텔화 하기 위하여 I , 2차년도의 전반

적인 성척을 재검토하고 반수체 유기를 위한 약배양. cybrid 획륙에 필요한 적정 방사

선랑， 기내중식 소과경에서의 돌연변이 유기 동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기내선발 변이혜

는 포장실험율 거쳐 선발한 변이체의 유전적 안전성을 검토한 후 기내 증식개체로 부

터 돌연변이 선발변이체의 육성까지의 경로를 작성코자 하였다.

IV. 연구개발의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감자의 약배양

감자 약배양을 위해 M&S 개량배치에 2.4-0와 NAA 및 BAP 호르몬 농도가 다르게 처리

된 배지에 갑자품종 남작， 수미， 세풍， 조풍의 약을 tube당 5개씩 치상하여 배양한 결

과， 품종에 따라서는 수미가 다른품종에 비해 callus 형성 정도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

났으며 천체적인 callus 형성 정도는 수미， 세풍， 초용， 남작의 순위였다 Callus 유

기를 호르몬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남작과 조풍은 NAA , 2 , 4-0, BAP의 농도가 til 교적

높을때 callus 유기정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수미나 세풍은 이들 호르몬의 농도와

관계없이 비쿄적 모든 처리구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미나 세용 품종은 2, 4-0

1. 0 mg l1, NAA 1. 0 mg l1. BAP 1. 0 mg시를 첨가한 구에서는 callus 형성율이 16.7%,

13.3%로 다른 첨가구 보다는 2배 이상 양호한 call us 형성율을 보여 -이 두품종의 약배

양을 위한 척정배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2. 단세포에서 롤연연이 세포주선발

단세포 배양은 call us 유기가 가장 잘되는 개량 M&S 배지에 2 , 4-0, kinetin을 각

2.0 mg시 첨가한 배지로 현탁배양 하여 lJ n 양 4주후 단세포만을 골라 방사선을 처리한

결과 배양 6주만에 색소변이 callus를 얻을 수 있었으며 생창조절물질로 NAA , 2 , 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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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n를 각각 0.2 mg시로 낮추어 첨가한 배지에서 약 16주후에 기관이 분화하기 시

작하였고 약 18주반에 유식물체가 재분화 되었다.

3. Cybrid 획묵율 위한 적정 방사선량

Cybrid 획특을 위한 기초설힘으로서 감자의 엽육조직에 감마선을 0-80 Gy 선량으로

처리하여 M&S 배지에 접종하여 생존상태를 본 결과， 8O Gy에서 대부분 고사하였기 때

문에 엽육조직을 곧바로 원형질체로 만툴고 원형질체 융합에 의한 Cybrid를 획득코저

할 때는 감마션 100 Gy 선량으로 핵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엽육조직을

callus로 만틀고 다시 call us에서 단새포률 얻었을 경우는 150 Gy의 선량애서도 생존

하는 단세포가 있어 단세포를 원형질융합 재료로 써서 cybrid를 얻고자 할 때는 150

Gy 선량보다 훨씬 높은 방사선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절경배양한 기내 유식물체의 돌연변이 선발

, 감자의 정아와 줄기는 수정 M&S 배지에서 기내 증식이 잘되었고 방사선 감수성은 품

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10 ‘ 50 Gy 조사구 까지는 수미품종이 남작품종

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나 60 Gy 조사구에서는 수미 22%와 남작 25%로 수미보다 남작의

생존율이 높아 대조척이었다. 감자 기내중식 줄기의 돌연변이 유기 적정 선량은 30-50

Gy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사선의 분할조사가 일시조사 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0 Gy 일시조사의 생존율은 58%인데 반해 15 Gy씩 2번 나누어 초

사한 것은 2시간 간격일때 74%와 4시간 간격일때 64%로 일시초사 보다 생존율이 높

았으나 6시간과 34시간 간격에서는 오히려 약간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그러나 50 Gy

선량을 2번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분합조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할조사에 의

한 변이율을 보변 30 Gy 얼시조사의 번이 출현율이 12% 인데 비해 분힐초사구는 2시간

간격 의 분할조사가 22% , 다음이 24시 간 19%, 6시 간 16% 순으로 분할시 간 간격 에 뚜렸

한 경향을 볼 수 없었다.



5. 소과경에서의 돌연변이 유기

기내에서 중식된 감자 줄기로 부터 소과경에 r-ray률 0, 10 , 20 , 30. 40. 50 Gy로

처리하여 육성한 Ml 식불체의 과경을 초사선량별로 계통화 하여 가시적인 변아양상을

조사한 결과 남작 M2 세대에서는 dwarf , 엽룩소 결핍， 잎색， 피경모양，내영성 등의 변

이가 출현하였고 대체로 유용변이는 20-40 Gy 초사구에서 많이 출현하였다. 변이 형태

멸 출현율은 왜성형 6.2%, 내 virus 4.6% , 과경 형태변이 3.6% , 엽록소결핍 및 엽색변

이는 1. 0%로 남작 M2 세대의 전체 연이 출현율은 19.1% 였다. 왜성형 변이의 초장은

12-15 em 법위로 나타녔고 주당 과경중은 220-1188 g로 조사선랑간에 수랑연이 분포가

넓게 나타났으며 주당 수량이 1000 g 이상인 다수성 변어로 5개혜를 선발하였다. 또한

virus와 역명에 강한 내영성 변이주는 대체로 40 Gy와 50 Gy 조사구에서 많이 출현하

였다. 수미 M3 세대에서 조사선량별 변이 출현율은 10 Gy 조사구 9.5% , 20 Gy 조사구

13.6%, 40 Gy 조사구 38.1% , 50 Gy 조사구 18.1%였고 변이 형태별 출현율은 내영성 변

이 4.6% , 왜성형 4.0% , 엽형변이 2.2% , 꾀경 형태변이 2.2%, 엽록소결핍 변이 0.4%로

전쳐l 변이 출현율은 16.4%로 나타났다. 왜성변이체의 초장은 15-25 em로 10 Gy와 20

Gy 조사구에서 다수 출현하였으며 가장 왜성화된 변이는 15 em로 40 Gy 조사구에서 나

타났다. 왜성변이체들의 괴경수와 수량은 대조구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고 주당 수량

이 높은 밴이 개체도 다수 출현하었다.

6. 기내 볼연변이선발 모델

기내 돌연변이 유기와 선발은 두가지 경로를 거쳐 돌연변이체를 -선발할 수 있는데

첫째 조직으로 부터 call us로 마분화 시킨후 단세포를 만들고 단세포에 방사선을 처리

하여 직첩 톡칩적으로 변이 세포를 선발하고 선발된변이 세포로 부터 변이 식물체를

얻는 방법과 감자 마디출기의 액아를 기내 증식시켜 유식물에 방사선을 처리후 유식불

상단부에 sector로 나타나는 조직만을 척출해 내어 완천한 식물혜를 얻는 방법으로 구

분하었다. 또한 기내 종식한 유식불체에서 소꾀경을 유도하고 소괴경에 방사선을 처러

하여 톨연변이를 유기하는 방법도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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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AR Y

I. Projett Title

Development of Technique on the Induction and Selection of 핀 핀프으

Mutant Lines (Potato , ~인흐쁘피 tuberosum L.)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Since plant tissue culture such as single cell , protoplast. anther , and

meristem cuI ture has successfully developed in all cuI tivated plants , the

technique of plant tissue culture was rapidly developed for the plant genetic

engineering , especially the gene transformation of plant was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of redifferentiation technique from differentiated organ. In 님단으

mutation breeding was started through plant tissue culture in conjunction with

the method of conventional mutation breeding for the effective selection of

mutation since the late of 1980 ’ s and progressed in agriculture , especially

horticulture at present. Investigation of optimum condition for mutation induc

tion , selection technique of mutation. plant redi fferentiation from mutated

cell , tissue and organ , and inheritance stability , field performance , etc. are

the problems in development of in vi조ro mutation breeding.

Also mutation induction is necessi ty for acquirement of gene sources and

marker genes in genetic engineering. New gene sources by induced mutation will

need to be introduced into existing cultivar‘ s to maintain and increase producti-

vity , disease resistance and nutritional quality.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 for 낸 간단Q mutation breeding is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achivement of this genetic manipulation of pla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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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on the plant tissue culture and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 in

the 꾀 E브E으 mutation breeding. present research laid emphasis on the develop

ment of techniques of potato tissue culture , and on the induction and selection

of radiation mutation.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nther cuI ture for haploid induction. optimum radiation dosage for cybrid

formation of potato and mutation induction from 핀 X팍E으 cultured microtuber

and p1ant1ets were investigated for modelling the technique on the induction and

selection of 꽉 넌뜨으 mutant lines. Inheritance stability of the selected

mutants were also studied in field condition. 던 E브댄 system of micropropaga

tion and selection of mutation was summariz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Anther culture of potat。

The rate of callus formation was best in Sumi among cultivars in the potato

anther cultured on the M&S media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2 , 4-D. NAA and BAP. The rate of callus formation in Sumi and Saepoong showed

the highest in the media treated with 1 mg of 2.4-D , NAA and BAP respectively.

however‘ Namzack and Jopoong cultivars seemed to be good in the media

supplemented with little higher concentration of the growth regulators.

2. Single cell obtained from suspension culture for 4 weeks in the modified M&S

medium supplemented with 2.0 mg/l of NAA , 2 , 4-D and kinetin. respectivelyand

was irradiated with gamma-ray. Pigments mutant callus could be obtained from

irradiated cells cultured for 6 weeks and organogenesis began on the medium

-7-



supplemented with lower concentration(0.2 mg/l) of the growth regulators after

16 week culture. Plantlet was regenerated from the callus cultured about 18

weeks.

3. To get optimum dosage of gamma ray for cybridization leaf tissue of potato

irradiated with the range of 0-80 Gy of gamma-rays were cultured on M&S medium.

Potato leaf tissue was withered in the dose of 80 Gy of gamma rays. However ,

single cell must be irradiated with over 150 Gy of gamma-rays for cybridization

by protoplast fusion because some single cell could be survived upto the 150 Gy

of gamma irradiation.

4. Micropropagation of potato by 샌 단갚으 culture of nodal stem on modified M&S

medium was progressed for 꾀 안얀으 mutant selection. Radiosensi tivi ty of in

vitr으 cultured plants differed among the cultivars , and the survival rate of

Sumi was higher than that of .Namzack in the range of 10-50 Gy. The fractionated

irradiation was effective to increasing survival rate of plantlets. The survival

rate of the fractionated with 15+15 Gy by 2 hr interval was 74% higher than

64% by 4 hr interval and the rate of acute irradiation was 58% , whi Ie this

effect was not shown in the fractionated with 25+25 Gy.

5. M1 plant derived from 꾀 과뜨으 cultured microtuber of potato irradiated with

0, 10 , 20. 30 , 40 , 50 Gy of gamma-rays transplanted on the field after

acclimatization in pot. Some variants were selected such as dwarf type , chloro

phyll dificiency. leaf color , tuber shape and virus resistant , etc , in M2

generation of Namzack and M3 generation of Sumi harvested in the field. The

average rate of variation in Namzack was 19.1% higher than 14.6% of Sumi

-8-



cultivar but the rate of varation in the irradiated microtuber was high능r than

6.9% of Namzack and 3.1% of Sumi in the non-irradiated microtuber‘. and the

optimum dosage of gamma rays for mutation induction of potato microtuber was

revealed the range of 30-50 Gy. Plant height of dwarf type showed the range of

12-15 em and tuber weight per plant was ranged from 220 g to 1188 g. and then

five lines over 1000 g among the variants were selected for high yielding.

6. Three method were recommended for the induction and selection of mutant in

꾀 싹프으 tissue culture of potato. One is the method that single cell obtaines

from the callus by the culture of plant tissue and plantlet regenerated from the

mutant cell line obtained by the irradiation of gamma-rays to single cell. The

second method is to propagated plantlet by 꾀 X난댄 culture of nodal stem of

potato , and variant obtai ned from the plantlet irradiated wi th gamma-rays.

Third method is to get mutation from the microtuber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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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III 장 서 프료
'-

일반육종법에 의해 지금까지는 주로 내한， 내엽， 내병성 둥에 관한 품종개량은 광법

위하게 성공척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유전인자원의 고길로 기존육종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품종개량을 위한 유전자원드로서 자연돌연변이가활용되어 왔으

나 그 빈도가 극히 낮아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인위척으로 불연변이를

창생하는 것만이 유얼한 유전인자원의 확보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돌연변이는

대체로 임의성이 없어 쓸모있는 유전인자의 선벌이 매우 어렵고， 포장선발시 넓은 면

척과 인력 및 비용이 많이 요구될 뿐만 아나라 재배환경에 따라서도 선발력이 좌우되

므로 소규모 용기로 대규모 집단을 취급할 수 있고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년충 실험실

에서 선발이 가능한 기내 돌연변이 선발이 유용 유전인자원의 공급 수단으로 많은 이

접율 갖고 있다.

돌연변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포장에서 선발하려면 우선 넓은 면적과 인력， 비용이

많이 요구휠 뿐반 아니라 환경에 따라 선발력이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기내돌연변이

선발은 소규모의 용기에서도 다량의 집단을 취급힐 수 있고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년충

실험실 내에서 선벌이 가능한 큰 이점을 지나고 있다.

품종개량에서 단인자성 톨연변이는 유전변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서 M2 세

대의 개체비율은 10-4 .......... 10- 6 비율로 나타나나I. 2) callus나 cell 배양중에 쳐1세포연이

는 0.2에서 5%의 비율로 높은 변이율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3) Sanford 동4)은

감자의 조직배양에서 의문을 제기했고 Gava"zzi 퉁5)은 조직배양에서 .얻어진 돌연변이

는 질척， 양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토마토의 Fusarium과 Vertici 11 ium 저

항성 변이툴 툴연변이 후대에서는 선발할 수 있었으나 조직배양 후대에서는 저항성 변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Mal iga 퉁5) 은 기내 톨연변이 유기는 조직배양

에 의한 채세포연이보다 4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를 했고 Behnke7 ) 과 Ramnath8 ) 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척변이와 마찬가지로 질적변이도 증요한데 톨연변이 유기에서 유용돌연변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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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키려고 유기원의 수준을 높아게 되면 쓸모없는 변이가 오히려 증대하게 된다‘ 조

직배양 기간을 길게 하면 내병성 변이의 출현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데9. 10) 이에

수반하여 염색체 이상도 중가함을 관찰한 바 있다I I. 12) 이러한 결점때문에 이들 변

이논 직첩 품종으로의 이용보다 교배모본으로서 간접이용에 국한시켜야 하나 쓸모없는

체세포연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철변에서 직접 유기시킨 callus를 사용해야 합은

물론 계대배앙 기간도 될수록 단축해야 하고 첨가하는 생장초절체의 양 또는 종류도

고려해야 한다 Krishnamurthil3 ) 와 LorzlO는 체세포 변이는 선택한 모본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하였고，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hot spots 내영성같은 형질은 톨연

변이 유기에 의한 변이에서나 체세포변이에서 공히 잘 일어나는 변이로 알려졌다

15-17) Murakishi와 Carlsonl8 ) 은 원형질체 배양에서 담배의 TMV에 저항성 툴연변이

를 유기하려면 원형질체 나출전에 r-ray 조사가 필수척이라고 하였다.

인위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열성인데도 대부분의 저항성 유전자는 우성이라는 생각

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저항성 육종에서 선발시의 우연한 효과에서 온 것 같다.

저항성 우성인자는 분리개체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자연집단이나 인위집단 내

에서의 내병성의 선발은 주저항성 인자의 우성형질을 중진하는 보조인자를 갖는 유천

구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Day 둥19) 은 주장했다. 돌연변이 육종에서 많은 저항

성 열성유전자룰 얻은 예가 많은데 기내선발한 저항성 돌연변이의 상당수가 열성 혹은

완전 우성요로 나타난다20. 21)

유전적 변이발현의 최대화를 위해 반수성 조직을 사용하논데 담배. 유채 또는

학쁘쁘믿 쁘월보쁘믿외 반수성 세포나 조직과 학궐쁘맹 얀밸띤쁘맨의 dihaploid 조직은 기

내에서 저항성 변이체 선발에 성공적인 자료가 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약배양이

나 소포자 배양은 아직 벼， 보려， 갑자， 유채 동에 국한하고 있다 Sacristan22 ) 은

유채의 반수성 기내선발에서 배양기간이 걸연 킬수록 이수체(aneuploidy)가 높다고 보

고하였고 더욱이 많은 인우l돌연변이 또는 체세포 돌연변이의 회복은 2배체보다 동형 4

배체에서 높다고 하였다23.20 열성 혹은 불완전 우성 체세포돌연변이의 유전분석은

Ro 집단에서 동형 2배체 또는 amphiploid 에서 높은 회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M



17.25.26) 이러한 현상은 mitotic recombination에 기언한 것으로 본다27-30) 변

이율은 배양기간의 연장. 물리화학적 유기원 처리에 의해 높일 수 있다27.31 )

내영성 기내선발에 있어서 영에 대한 식물체 저항성 반웅과 callus 반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내 내영성 선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32-35) 답배의 N 유

전자에 의한 TMV 저항성은 세포텅어리 또는 callus 에서는 저항성 반웅을 나타내지만

원형질체에서는저항성 반웅을 나타내지 않았고36.37). PYX에 대한 감자의 R4 저항성

유전자도 원형질체 반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38) Loebenstein 둥39)은 TMV의 저항

성 유컨자가 2.4-D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 키운 protoplast에서는 저항성 반웅을

보이나 2 ， 4-D를 첨가한 배지에서 키운 protoplast에서는 저항성 반웅을 나타내지 않음

을 보고한 바 있다. 원형질 수준에서의 virus 저항성 기작이 구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질 수준에서의 저항성 선발은 아직 한정척이며 더구나 원형질 상태에서 첩종율이

90% 이하이고 또 접종된 원형질채의 생존율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40-42) Virus 저항

성 세포주를 선발하는데는 오히려 생체에 접종한 후 protoplast를 만틀어 기내선발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43) Shepard44)와 Murakishi and Carlsonl8 ) 들은 담배잎에 TMV ,

PYX 를 접종한 푸 원형질쳐l를 만들고 여기서 callus를 유도한 다음 식물체를 재분화시

켜 저항성 변이를 획득하었는데 pYX는 2.5 x 10- 4. TMV는 5 x 10- 2 빈도였다.

저항성에 대한 식물체와 기내배양 callus 간의 저항성 반웅이 같은 경향으로 나타난

예는 Phytophthora parasitica45.46). 맨맥르 니낀얻쁘22) ， Phytophthora 객효략르면47 〕，

Pseudomonas 뾰닥많흐르 pv. tobaci 48) 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

는 경우가 있었다49 ， 50) 생처l반웅에서 극도로 이영성으로 밸현하는.이병성 주인자가

기내배양 callus에서 이병성으로 반웅되고 직적 내병성인자 말현이 기내에서 양적으로

나타는 경우가 있다47.51-53)

식불에 기생하논 많은 균 또는 세균은 생체내 또는 기내배양시에 저분자량의 독성물

질을 생산해 낸다. 이러한 독성툴질은 기주 식물의 특이성을 갖고 있어 저항성 롤연

변이를 선발하는데 용야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54-56)

식불조직배양은 배지에 첨가하는 물질에 따라 저항성 변이주 선발이 가능하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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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율 통한 체세포변이는 새로운 유전자의 잠재적인 급원이 되고 유용유전자를 구멸

하는 신속한 방법을 제공하며 DNA 도입에 의한 형질전환도 가능하나 식물에 외부 유전

인자의 도입에는 적절한 발현위치와 량， 시간동 유전공학적 형칠전환에 아직도 해결

해야 할 문제점 또한 많아 단시간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툴연

변이 연구와 조직배양을 기본기술로 하는 유전공학 분야에서의 핵기술은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이 대두되면서 부터 계속되어 대부분의 툴연변이 유기를 위한 연구는 방사

선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왔고， 방사선에 의해 유기된 톨연변이는 품종으로서

의 직접 이용과 marker gene으로 유천자 조작과 유전양상 빛 충간대사물질의 형성과

대사과정 동의 연구에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방사선에 의한 감자 기내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확럽하기 위하여 감자 단

세포의 대량증식에 의한 call us 유기와 방사선 감수성 및 소과경과 절경배양을 위한

적정 재분화배지 구명과 기내에서 유기펀 감자 유식물체에 방사선을 처리하어 포장에

서의 변이체 선발까지의 과정을 표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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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퍼츠
L一

료로
't-

;져11 1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갑자의 약배양

감자의 약배양을 위해 감자품종 남착， 수마， 세풍， 조풍의 약을 대관령 고냉지 시험

장에서 채취하여 트리오로 세척한 다읍 70% 알코홀에 5초간 침지한 후 멸균수로 2회

세척하였고 HgClz 0.1% 용액에서 3분간 표변살균 후 멸균수로 3회 세척， 다시 2%

sodium hypochlorite 용액에서 10분간 멸균 후 멸균수로 수회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멸균후 4품종의 약을 tube당 5개썩 치상하였다. 배양조건은 25°C로 암배양 하였고，

배치는 M&S 개량배지에 2 ， 4-0와 NAA 맞 BAP 호르온 농도가 다른 12개 처 리구를 사용하

였다 (표 1),

2. 단세포에서 돌연변이 세포주 선발

공시품종은 J.E-57-18-1 , E-57-82-2 , E-170-82-2와 남작을 완전 멸윤한 상토를 당은

pot어l 재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Callus 유기를 위하여 감자 유식물에서 엽은

0 , 5 em , 줄기는 0.3-0.5 cm 크기로 철취. 75% ethyl alcohol에 10-15초 침척한 후 7%

sodium hypochlorite 용액에 Tween-20을 2-3 방울 가하여 7분간 흔틀어 살균하고 멸균

수로 5회 수세한 다읍 배지에 치상 하였다. Callus 유기와 단세포 배양을 위하여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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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고 생장초절물질로 NAA와 2, 4-0 그리고 kinetin을 수준별로 혼합하여 첨가하

였다. 배지는 autoclave전 pH 5. 7로 초정하여 121°C의 autoclave에서 15분간 고압

증기살균 하였다. 엽과 줄기흘 test tube에 치상하여 25±2°C의 배양실 내에서 4주간

암상태로 배양하면서 callus 유기상태 및 조직과 color、 풍을 초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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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brid 획특을 위한 척정 방사선량

Cybrid 획득을 위해서는 먼저 원형질체 융합을 해야하는데 먼저 핵을 없애고자 하는

세포의 방사선 감수성이 제일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단세포 수준에서 radiosensiti

vity률 조사하기 위하여 friable callus를 4주간 suspension culture하여 중삭된 단세

포를 무균상태에서 완전 살균판 gauze로 여과하여 cell clump를 걸러낸 다음 여과된

단세포를 깨량 M&S 배지에 NAA와 2, 4-0 빛 kinetin을 각각 2 mg/l 혼합 첨가하어 조성

한 fresh media에 3200 cel l/ml 의 밀도로 접종하여 방사선을 control , 10, 30 , 60.

90, 120, 50 , 200 , 250 Gy의 선량요로 조사하여 25+2°C의 배양기에서 90 rpm으로 조

절된 rotary shaker에서 진탕배양 하였다. 세포의 파괴정도 맞 세포밀도를 3일 간격

으로 현미경하에서 혈구계산기로 조사하였다. 또한 기내배양한 감자 세포에 r-ray

를 시간을 달리하여 분힐조사하고 세포의 중식력을 비교함으로서척정 분할시간을 결정

코저 25+25 Gy의 선량을 0 , I , 2 , 4, 8 , 16, 24시간으로 분할하어 조사한 후 2 , 4, 6

일이 되는 시점에 세포수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단세포 배양은 callus 유기가 가장 잘되는 M&S 배지에 NAA , 2 , 4-0 , kinetin을 각각

2.0 mgll 첨가한 배지로 현탁배양 하였으며 약 4주 배양한 현탁배양 액을 여지 2겹

으로 결러 단세포만을 골라 방사선을 처리했고 ml 당 5 ， 000개 정도의 세포률 petridish

에 plating하여 식물처l 재분화 정도를 관칠하였다.

엽조직과 줄기조직에서 원형질쳐l를 분리하여 cybrid를 얻기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코

자 감자의 엽과 조직과 줄기에 방사선을 0-120 Gy 까지 초사하고 M&S 배지에 생장조

절제를 첨가하여 callus 유기를 조사함으로서 방사선 감수성을 검토하였다.

4. 절경배양한 기내 유식물체의 돌연연이선밸

감자 줄기를 조직배양법으로 대량증식하여 돌연변이 유기와 선발을 위한 재료논

대관령 고령지 시험장에서 남작과 수미를 분양받아 저온저장고에서 완전히 휴면타따

된 종서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기내 배양에 사용혈 줄기를 획득하기 위해 과경을 수

도물에 깨끗이 씻어 O‘ 1% 승홍수에 5분간 칩지하고， 3% sodium hypochlorite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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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표면살균 후 멸균수로 수회 수세하였다. 표면살균펀 꾀경은 22°C 암상태에서

잡아로 부터 shoot를 밸아시켰고 말아된 shoot를 잘라 70% 알코흘에 30초간 소톡후

0.1% 승홍수에 3분간 칩지후 2% sodium hypochlorite 용액에 8분간 흔들어 가면서

살균한 다음 멸균수로 5회 수세하였다. 멸균펀 shoot는 무균실에서 생장점을 포함

0.3-0.6 cm로 잘라 줄기 증식용 배지거 답긴 지름이 9 cm언 l회용 plastic petridish

에 치상. 4000 Lux의 광도로 16시간 조명， 23°C에서 3주마다 계대배양하여 기내 줄기

를 유기 중식하였다. 돌연변이체 유기를 위해 기내증식된 감자 줄기를 한마디씩 절단

하여 배양접시당 20개씩 치상하여 중식하였다. 기내 중식된 감자줄기를 이용하여 롤

연변이를 유기코저 변이유기의 적정션량 및 방사선 조사방법에 따른 생폰율 및 변이율

을 비교 운석키 위해 기내중식된 감자줄기에 y-ray 0 , 10, 20 , 30 , 40 , 50 , 60, 80

Gy의 선량으로 조사한 후 감자줄기를 l 마디씩 절단하여 배앙정시당 20개씩 접종하여

40일간 배양후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통일한 선량을 일시조사와 분할조사에 따

른 생존율과 연이양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y-ray 30 Gy와 50 Gy를 일시조사(l시

간 l회 )와 2x15 Gy = 30 Gy , 2x25 Gy = 50 Gy를 0 , 2, 4, 6, 24시 간 간격으로 30분

씩 2회 분할조사하여 생존율 및 변이율을 조사하였다.

5. 소과경에서의 돌연변이 유기

감자 마디줄기의 기내 배양에서 유기된 소괴경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주 유

기및 선발을 위해 수미， 남착을 약 5°C 저옹저장고에서 약 50일간 휴면타파된 종서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개량 M&S 배지에 표면살균한 shoot를 지상하여 끼내 줄기를 .유기，

3주마다 계대배양 하였다. 배양조건은 약 3, 000 Lux의 광도로 16사간 조명하였으며

23°C의 gr、。wth chamber에서 배양하였다.

소과경 형성을 위하여 개량 M&S 배지에 sucrose 80 gil , nicotinic acid 5 mg/l ,

inositol 100 mg/l , thiamine-HCl 1mg/l , pyridoxine-Hell mg/l , panthothenic acid

2.5 mgil , BAP 5 mg/l , CCC 500 mg/l를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8시간의 광주기와

1, 000 Lux의 광도로 l7°C에서 배양하였다. 소과경은 증식용 배양조건에서 자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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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를 두 마다씩 절단하여 위의 소펴경 형성용 배저에 일회용 plastic 배양 접시당

10개썩 치상하여 소꾀경을 유도하였다.

6. 기내선발 변이체의 포장검정 빛 특성형질

유기된 소꾀경은 멸균수로 수회 수세하여 5°C 냉장고에 5주간 휴면타파 시킨후 돌연

변이쳐l 유기를 위해 r-ray 0, 10, 20, 3D , 40 , 50 Gy로 조사한후 발아배지에 치상

하여 발아된 것을 무균상토가 담긴 종이 pot어I 이식 순화후 포장애 정식하여 M1을 육

성하였다 M1 식물체에서 유기된 괴경을 수확하여 남착 M2 세대와 수미 M3 세대를

육성， 변이양상， 변이율 및 일반특성을 조사하였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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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자의 약배양

배지에 치상후 2주일 후부터 약의 가장자리부터 팽대해지기 시작하면서 callus화 하

기 시착하였고 품종에 따라서는 수미가 다른 품종에 비해 callus 형성 숙도가 비교적

빠르케 나타낫으며 전쳐l척인 callus 형성 정도는 수며， 세풍， 조풍， 남작의 순위였으

며 전체척으로 볼 때 수미가 6.24%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세풍은 5.62% , 초풍

3.93% , 남착은 0.89%로 나타나 품종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Callus 유기를 품종별로 배지에 첨가한 호르몬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표 2) 냥착과

조풍은 NAA , 2 ， 4-0의 농도가 비교척 높을때 callus 유기 정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요나

수미나 세용은 이툴 호르몬의 농도에 관계없이 비교척 모든 처리구가 양호하게 나타

났다. 특히 수미나 세풍품종은 2 , 4-0 1.0 mg/l , NAA 1.0 mg/l , BAP 1.0 mg/l를 첨가한

구에서 callus 형성율이 16.7%와 13.3%로 다른 첩가구 보다는 2배 이상 양호한 callus

형성율을 보여 이 두품종의 약배양을 위한 적정배지가 아닌가 생각되며 남작과 조풍은

식물생장조절물질의 첨가량이 높을 수록 call us 형성 정도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각 호료몬 농도에 따라 call us 형성 정도가 다르고 품종간에도 차

이가 있으므로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약배양에 의하여 반수쳐l

callus는 얻지 못하였는데 워 닥 약의 connecti ve 조칙에서 체세포 call us 종식이 빨라

벼에서 처럼 반수성 call us의 구별이 안되어 감자의 약배앙에서 반수성 ca 11 us만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Sudhi r5 7)는 감자의 pol Len cul ture시 M&S

배지에 casein hydrolysate 1000 ppm과 zeatin 10-8 M 및 0.3 M의 mani tol 를 첨가했을

때 callus 형성율은 낮았지만 첩가하지 않은 구에 비하여 양호하다고 하였고， Evak 뭉

58) 은 배지에 starch 첨가 농도에 따른 callus 상태를 보고하었는데 potato starch를

1% 첨가한 구와 wheat starch를 3% 첨가한 구를 비교 했을때 배지에 접종한 후 30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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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callus 형성융이 거의 비슷한 상태였으나 60일 후는 potato starch를 첨가한

배지가 더욱 양호하게 나타낮다고 보고하여 창가한 붙절에 따라서 callus 형성이 좌우

됩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은 배지에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여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앞으로 이러한 실험울 통하여 갑자의 약배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고자 한다.

2. 단세포에서 롤연변이 세포주선발

세포융합에 의한 유전자 조작과 단세포 변이쳐l 선발을 목적으로 갑자의 조직에서

callus 유기에 적합한 배지를 결정하고 적정 배양기술을 습득하기 우l 하여 수행한 본

실험은 계속 실협중에 있어 이제까지 관잘한 결과만을 요약하였다. Callus 유기 및

단세포 배양에 알맞는 friable callus 유기를 위하어 개량 M&S 배지에 생장조절물질을

각각 다른 수준으로 혼합 첩가한 배지에 갑자 유식물체의 엽과 줄기를 접종하여 4주

배양후 관찰결과를 보면 조직별로는 엽보다 줄기가 callus 형성농이 좋았고 생장조절

물질의 조합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NAA 2 mg시와 2, 4-0 2 mg/l 혼합 첨가구가 가장

앙호한 callus 형성 능력을 보였으며 callus 조직은 compact 하고 탑황색을 띄었다.

다음으로 NAA 2 mg/l 와 2, 4-0 2 mg시 그러고 kinetin 2 mg시을 혼합 첨가한 구가 앙

호하였으며 friable callus로 퉁황색을 띠 었다 NAA 2 mg시 단톡 첨 가구는 friable

하고 퉁황색을 띠었으나， 2, 4-0 2 mgll 단독 첨가는 compact하고 백색 또는 담황색을

αl 었다. 본 설혐의 결과 감자 단세포 배양에 있어 가장 척당한 액체배지는 개량 M&S

배지에 NAA와 2, 4-0 그리고 kinetin 각각 2 mg시씩을 흔합첩가한 배지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1).

단새포 수춘에서의 내염성 및 염농도에 따른 세포의 변화 형태에 대한 초사를 하고

저 배앙된 단세포에 Nacl을 control , 1.0% , 2.0% , 2.5% , 3.0%의 농도로 조정한 배양

액에 3000 cell/mI 의 세포밀도로 접종하여 25+2°C에 90 rpm으로 조절된 r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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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r에서 진탕배양하여 현미경하에서 혈구계산기로 조사한 결과 세포밀도는 무처리

구에서는 꾸준한 증가률 하여 처리후 8일에 최대로 증식되었으며 Nacl 농도 1.0-3.0%

까지 처리구에서는 처리후 4일까지는 중식을 하였으나， 8일경에 최저로 낮았다. 처리

농도가 놓율수록 세포밀도는 더 낮았으며， 10일경에는 약간 증가률 보였다. 이련 결과

는 처리후 8일경에는 내엽성이 약한 세포는 삼루현상으로 세포분열이 정지되거나 원형

질 파괴로 사멸되었으나 그 중 내염성인 세포는 다시 분열 중식된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의 형태는 무처리구가 처리구보다 비교적 컸으며， 엽농도가 놓은 처리구일수록 세

포의 형태가 원형에 가깝고 단세포의 크기가 착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세포 수준에서 변이유발과 radiosensitiv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량 M&S 배지에

NAA와 2, 4-0 그러고 kinetin을 각각 2 mg시씩 혼합 첩가하여 조성 한 배지에 3200

celllml 의 밀도로 단세포를 접종하여 control , 10, 3D , 60 , 90 , 120 , ISO , 200 , 250

Gy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초사하여 25+2°C 의 배양기에 90 rpm으로 조정된 I‘。tary

shaker에서 진탕배양 하면서 3일간격으로 세포의 파꾀정도 빛 세포벌도를 조사한 결

과， 무처리구의 세포밀도는 정상적인 중식을 보였으나， 처리구에서는 9일까지 약간 증

식을 하다가 12일경에 약간 감소후 다시 완만한 중식을 보였다. 확실한원인은 알 수

없으나 처리후 12얼경에 방사선에 의한 장해로 인하여 일부 세포가 사멸 또는 세포분

열이 중지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 후 방사선 장해에서 회북되어 각 처리마다 증식율에

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조사선량이 높은 처리구얼수록 완만하게 중식됩올 관찰할

수 있었다.

감자의 callus를 5.27 x I03/ml 농도가 되게 24°C에서 계대배양한 세포집단에 50

Gy의 방사선량을 일시에 조사한 것과 25+25 Gy로 2번 나누어 시간별로 분혈초사한

것을 계속 계대배양 하면서 세포증가수를 조사하였던 결과 (표 3) , 50 Gy 선량을 일

시 조사한 것은 배양 2일부터 6일까지의 세포증식력이 극히 미미하였던 것에 비해

25+25 Gy로 분할조사한 것은 현저히 세포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8시간 간격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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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한 처리구의 써포중식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erbera의 기내

충식한 식물체에서 4시간 간격으로 분힐조사한 것이 기내식물체 중식력이 가장 양호했

다는 보고와는59) 상이한데 방사선의 생체반웅과 기내중식 단세포에서의 반웅이 다릎

을 나타내 주고 있다. 기내배양시에는 배양조건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울 것으

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방사선의 분할조사 연구는 생체률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기내배양 단세포 상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에상되었먼 것과 일치한 것

이다. 갑자의 생체와 callus에서는 60 Gy의 방사선량율 조사하면 거의 생존이 불가

농한데 반해 단세포에서는 150 Gy의 방사선 조사에서 까지도 생폰하는 세포가 있어 단

세포의 cell cycle에 따른 방사선의 반웅이 현저히 다른것인지 아니면 단세포중에는

방사선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세포가 있는 것인지 판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2) . 이처럽 단세포에서 높은 선량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휴변종자와

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추후 더 구명해 볼만한 과쩌l 라고

보아진다.

Galun과 Raveh 뭉60) 은. tobacco protpplast 배양배지에 15 Gy 이상의 r-ray를 조사

하여 ce11 pIat i ng 효율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조사에 의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Holsten 동61). Schaeverbeke 동62). Ammirat。와 Steward63 ). Bajaj64)

들은 20 , 00-50.000 Gy의 고선랑 r~ray에서는 세포를 치사시키는 직첩척인 영향과 배

지에 화학척인 변화를 초래하며， 배지 구성요소인 sugar를 전러시켜 세포의 생장과

분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에서 조사한 선량수준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uck 등65) 은 포유류에서 X-ray를 조사한 세포를 feeder를 이용하여 매우 낮은 세포

빌도에서 세포분열을 유지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feeder에서 amino acid7} 생성되기

때문으로 세포에 X-ray를 조사하여 분열력을 상실시키더라도 세포내 생리적 휠동이

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생리적 활동은 배지의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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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내생합성 물질을 세포밖으로 방출하여 이툴 물질이 저밀도의 배양세포들

에 홉수 이용되어 분열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lefell 동66) 의 보고에

의하면 poinsettia의 단세포를 suspension culture하여 embryogenic cell에 X-ray률

조사하여 많은 변이체률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에서도 13 Gy 조사구에서

LD25를 나타냈고. 300 Gy와 480 Gy 초사구에서 LD50과 LD75로 각각 나타났으며 ,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은 감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변이율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방사선에 의한 장해는 일정한 선량을 일시에 급조사하는 것보다 같은 선량을 분

힐초사하는 것이 생존율과 변이유기의 상대척 효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Volff6 ?)

와 Blok과 Loman68 ) 들은 방사선장해에 대한 회북은 선량의 조사방법(일시조사， 분할조

사)과 온도， 산소 동의 요인에 의해 회복과 생존율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단

세포를 방사선조사후 낮은 옹도에서 배양시 염색체의 회복이 억제되었고， 조사시 산소

가 부족하면 대체로 장해와 치사가 2/3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척당한 방

법은 단세포의 colony 형성농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Radiosensitivity와 변이분석을

하고자 petri dish에 방사선 처 리된 단세포를 cell plating하여 계속 배양중에 있다.

3. Cybrid 획득을 위현 적정 방사선량

원형질체 융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체세포 잡종은 Melcher와 Labib가 도마도와 감자

를 원형질체 융합에 의해 처음으로 이종간 잡종을 만들었고 그 후 많은 식물의 이종속

간 체세포 잡종이 원형질채 융합으로 만들어 졌다69-73) 그러나 아직 농경상 쓸모있

는 잡종은 만들지 봇하였고 대부분 원연간 잡종을 만드는 것으로 지대에 미치지 봇하

였고 그 중은 양친의 세포에서 한쪽의 핵을 제거하고 세포질만을 집어 넣는

cytoplasmic hybrid 즉 cybri d가 농경상 쓸모있는 것으로 주목 받게 되 었다. Cybrid을

만드는 방법은 원연간 교잡， 원십분리， 방사선 조사볍이 있는데 후자가 가장 널리 사

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방사선 조사법에 의한 핵제거로서 세포 융합시 두 세포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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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거코자하는 세포에 방사선을 처리하여 핵 DNA를 제거하는 것인데(그립 1) 식물의

종류， 세포의 상태， 배양조건에 따라 각기 방사선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척정

방사선량율 결정해야 한다. 최근까지 얻어진 cybrid 수는 50여종이 있는데 대부분

웅성불임에 이용하거나 내병성 또는 내 농약성의 것틀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농경

척으로는 체세포 잡종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한 cybrid와 일부

의 핵 DNA가 혼합한 체세포 잡종의 획득예는 많은데 정상세포와 방사선 조사된 세포와

의 원형질체 융합으로 얻을수 있음이 알려겼다.

담배의 체세포 융합시 gamma선은 500-1000 Gy로 처러하였는데 이 때 실제 융합운

정상세포끼리 융합， 정상세포와 방사선 조사세포와의 융합 또는 방사선초사 세포끼리

의 융합동 대단히 복잡하게 임의로 융합되기 때문에 순수한 cybrid 만을 획득하기에

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외에도 배수체 또는 3배채. 4배체 동의 북잡한 염색채 구성

의 체세포 잡종이 얻어짐으로 순수한 cybrid 만을 선발해 내는 선택배지의 결정이 요

구되며 세포질내외 marker gene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감자의

cybrid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채택된 세포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겠고 그에 따라 방사

선 선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엽조직에서 방금 유리된 세포일 경우는 80 Gy 정도의

gamma선량으로 핵 DNA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단세포를

3-4주 이상 배양했을 때는 선랑 요구량이 훨씬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계대배양을

몇번 거친 단세포일 경우는 150 Gy의 gamma선량에서는 살아남은 세포가 있어 일정기간

계대배양한 단세포의 핵 DNA를 제거코자 할때는 200 Gy 정도의 gamma선량을 조사해야

혈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이 계대배양한 세포가 방사선에 캉한 반웅을 보이는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단세포를 중식하는 과정에서 embryogenic 상태로 전환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저항성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망사선에 저항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단순한 핵 DNA 차원에서가 아닌 세포질내의 저항성 요인이 있다고 보

아야 할것 같다. 재배용 갑자는 4배체이기 때문에 핵 volume이 커서 방사선에 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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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사선에 저항성을 되는것 역시 얼반 식불과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4. 절경배양한 기내유식물체의 툴연변이 선발

재배용 감자는 동질 4배체로서 종자번식이 잘 안되어 교배육종이 어렵다. 국내 감자

육종은 조숙성， 내영성 (virus ), 수량 동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햄버거 둥이

대중화 되면서 환원당 함량이 낮고 전분가가 높은 품종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양번식 작물인 감자육종에 조직배양법과 방사선 응용기술을 이용한 기내 툴연변이

육종법은 기종육종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힐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수단으로 (그

립 2) 생각되어 기내 증식된 감자줄기에 감마션을 0, 10, 20 , 3D , 40 , 50 , 60 , 80 Gy

로 조사하여 줄기를 절단， 1 마다썩 접종 계대배양한 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표 4에

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힘에 따라 생육 및 생존율은 낮게 나타났다.

품종간에 방사선 감수성은 10-50 Gy 조사구 까지는 남작보다 수미품종에서 생존율이

높았으나 60 Gy 조사구에서는 수미 22%와 남작 25%로 납작이 수미보다 생존율이 3%

높았고， 80 Gy 조사구에서는 수미는 생존한 깨체는 없었으나 남작은8%의 생존율을 보

여 고선량 조사구에서 남작보다 수미품종이 방사선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 툴연변

이 유기 적정 선량율 LD50-LD75 임을 감안할 때 30 Gy 조사구에서 수미와 남착의 생존

율이 58%와 52%, 50Gy 조사구에서 38%와 33%로 나타나 캅자줄기를 이용한 변이유기

적정 조사선량은 30-50 Gy 임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처리는 식물체의 생존율을 높

게 유지하면서 변이율을 높여야 하는데 감마선 30 Gy와 50 Gy를 일시조사와 분할조사

한 결과 시간 간격에 따라 생존율은 다르게 나타났다(표 5), 30 Gy 조사구애서 생존

율은 일시조사구 58%인데 비해 분할조사구 (2x15 Gy = 30 Gy) 에서 서간 간격이 2시간

과 4시간 분할조사구는 각각 74%와 64%로 일시조사구 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나 6시간

과 24시간 분할초사구에서 52%와 39%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한편 50 Gy 조사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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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은 일시조사구 38%인 반면 4시 간과 6사 간 분할조사구(2x25 Gy = 50 Gy)는 20%

와 35%로 일시조사구 보다 생존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실험결과 동일한 선량율

분할조사 하였을 때 생존율은 30 Gy 초사구에서는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일서조사 보

다 눔은 생존율을 보였고， 50 Gy에서는 분할시간 간격이 짧거나 킬었을 때 (2 ， 24시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을 처리하여 감수성율 조사한 후 생존한 개체를 계대

배양 하변서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30 Gy 조사구에서는 방사선 장해 회복 숙도가

빨라 생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50 Gy 조사구에서는 초기에는 생장이 정체를

보이다 늦은 생장을 보였고 생육상태가 부진한 개체가 많았는데 이는 고선량에서는

장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은 감소

되었으나 상대척으로 변이율은 높게 나타나고 방사선에 의한 장해는 일정한 섣량을

일시에 급초사하는 것보다 선량을 분할조사 하는 것이 생존율과 변이유기의 상대적

효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Wolff 67 ) 와 Blok과 Loman 둥68) 은 방사선 장해에 대한

회복은 조사선량 및 조사방법(일시조사. 분할조사)과 온도， 산소， 생육상태 풍의 요

인에 의해 회복과 생존율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실협의 감마선 30 Gy와

50 Gy의 일시조사와 분할조사구에서 나타난 변이앙상은 왜소형， 엽록소 결핍， 1-fl

virus , vigorous type , mul tishoot , 상부줄기 microtuber 형성， 생장접 자주색 변이

동이 관찰되었다(사진 3) . 처리에 따른 변이 유기율은 30 Gy 초사구에서 일시조사구

가 12%로 가장 낮았고， 분힐조사구에서는 2시간 분할구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시간 분힐구 19%, 6시간 분할구 17%, 4시간 분할구 16% 순으로 나타났다(표 6).

또한 50 Gy에서 일시조사구는 14%인 반면 분할조사구에서 6시간 분할구 20%, 24시간

분할구 18%, 2시간 분할구 17%, 4시간 분혈구 11% 순으로 나타나 두 조사선량 모두

일시조사구 보다 분할조사구에서 높은 변이율을 보였고 생존율이 높은 분할구 일수록

변이율도 높게 나타났다. Kleffel 동66)은 포인셰티아 embryogen ieee II 의 suspension

배양에서 X-ray 40 Gy률 2x20 Gy = 40 Gy로 0.5 , I , 28시간 분할조사한 결과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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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시조사 보다 10% 높았고 상대 적 효과도 크게 나타났으며 60 Gy를 3x20 Gy = 60

Gy로 2. 12 , 24시 간 분힐조사구의 생존율은 일시조사구 보다 12-20% 높고 실용척 인

톨연변이체인 저온성 재배품종의 선벌이 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면 Walther와

Sauer74 ) 는 gerbera의 생장점 배앙에서 X-ray 30 Gy를 2x15 Gy = 30 Gy로 4시 간과 8

시간 분할조사한 것이 생존율이 높고 변이체들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척이었

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상기 연구자들의 발표와 같이 분할조사가 일시조사 보다

생폰율 및 변이율이 높게 나타나 효과적임을 얄 수 있었다. 생존한 개체들은 포장에

이식 재배하여 field 조건에서 변이 특성조사 및 유용 톨연변이쳐l 선발율 위하여 실

험중에 있다.

5. 소꾀경에서의 돌연변이 유기

감자 소과경 (micro tuber)는 한개체에서 싹이 한개씩 줄기가 출현하고 또 눈(Bud)의

구성 시원세포수가 적기 때문에 방사선 육종에 매우 좋운 재료가 휠 것으로 판단되어

감자의 소과경을 유도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갑자 줄기를 아용한 소괴경 형성은 광

주기， C/N율， 저온 동의 환경요인과 여러가지 식물호르몬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데 배

양된 줄기의 마디 순서별로 잘라 소괴경 형성용 배지에 치상하여 소과경을 유기해 본

결과 줄기배양 기간과 마디의 위치에 따라 소꾀경 형성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출기중식용 배앙조건에서도 간흑 소꾀경이 형성되는데 주로 아래 부분의 오래된 줄기

에서 소꾀경이 형성되었다. 소꾀경 형성용 배지에서도 줄기의 생육은 계속되면서 치

상 4주째 부터 오래된 줄기에서 소괴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어린줄기(줄기

분)에서는 소괴경 형성이 훨씬 늦게 시작하였다. 또한 줄기가 굵고 마디사이가

건살한 줄기가 소꾀경 형성도 빠르고 균일하게 유기되었다(사진 5).

윗부

짧은

품종간에는 남작 보다 수미가 소과경 형성이 빨랐으며 배양첩시당 형성수와 명균 괴

경의 크기도 높케 나타났다. 배양접시당 명균 소과경 형성수는 남작이 7.5개였고 수

m

성



미에서는 11. 3개였으며 소과경의 직경은 남착 3.0-7.5 mm( 명균 5.25 mm)였고 수미는

3.0-9.0 mm( 명균 6.0 mm)로 수미가 남작보다 수나 크기에서 양호하였다. 소괴경 형성

용 줄기배양시 강건한 풀기 축 마디사이가 짧고 굵으며 엽이 붙어있는 줄기가 소꾀경

형성시 과경의 수와 크기 및 균일도에서 양호함을 보여 소괴경 형성용 출기배양에서

여러가지 내외적 환경요인도 중요하지만 건실하고 른른한 줄기률 선발 종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갑자의 과경형성에서 광주기， C/N율， 온도 동의 환경요인과

식물호르몬에 관한 연구는 Ewing75 ) , Davis 풍76) ， Mork뭉77) Joung78)에 의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Jeon 동79) 은 마디의 위치에 따른 소괴경 형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증식중인 줄기를 사용하여 16개의 마디를 가지도록 4주간 배양하여 줄기마디

부위멸로 소과경 형성배지로 옮겨 형성된 소괴경의 갯수와 형성율을 초사한 결과 오랫

동안 배양된 마디일수록 일쩍 소꾀경이 형성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고 어린 마디들

에서는 소꾀경형성 개시점이 이보다 20일정도 늦춰진 양상을 보였다고 하여 감자줄기

마디 위치에 따른 괴경 형성율은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률 나타냈다.

6. 기내선발 변이체의 포장검정 및 특성형질

현재악 감자육종은 heterozygous 상태인 재배품종， 유망계통 및 도입 품종간의 꼬배

실생의 선발과 선발개체의 무성번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감자 육종에 있어서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유전적 요소로는 감자는 오랫동안 영.양번식에 의하여 진화 유지되어

온 작물이고 또한 동질 4배체 이므로 유전분리비가 복잡하며 대부분의 유전자는 극도

의 heterozygous 상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품종들이 수없이 말표되고 있지

만 이틀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품종이 갖는

유전적인 조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유전인자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종상 문제점을 조직배양법과 방사선웅용 기술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내에서 중식된 감자줄기률 이용 소과경 행성용 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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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기된 소괴경을 멸균수로 수회 수세하여 5°C 냉장고에 저온 처리후 완전히 휴면-et

따된 상태에서 r-ray 0, 10. 20 , 30, 40 , 50 Gy로 처 리하여 발아배지에 치상， 3주후

발아된 것울 멸균된 상토가 탐긴 종이 pot에 이식 순화후 포장에 이식 M1 식물혜를 육

성하였다. 발아율은 10 Gy 조사구 23%, 20 Gy 조사구 43%, 30 Gy 조사구 37%, 40 Gy

조사구 8%, 50 Gy 조사구 5%로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생폰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발아율이 낮은 것은 방사선장해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유기된 소괴경의 충실도

및 수확후 후숙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먼 것으로 생각된다. 소괴경에서 유기완 M1

세대 식불체는 일반종서로 파종한 식물체 보다 줄기의 길이， 줄기 diameter‘, 개혜당

줄기수， 강건정도， 꾀경의 수 및 크기 둥에서 적케 나타났다. M1 세대에서 수확한 과

경을 조사선량별로 계롱화 하여 남작 M2 세대에서 나타난 가시적인 변이양상은 dwarf

type , 엽록소 결핍， 엽색， 괴경모양. 내명성 퉁이 흉현하였다. 실험계통수가 척고 처

리간 개체수가 균일치 봇해 정확히 한단할 수 없지만 대체로 유용변이는 30-50 Gy 조

사구에서 많이 나타났다(표 7) . 변이 형태별 출현율은 왜성형 6.2%, 내 vi r‘떠 4.6%,

괴경 형태변이 3.6%, 엽록소 결핍 및 엽색변이는 1. 0%로 전체 변이 출현율은 19.1% 였

다. 왜성형 변이의 초장은 10 Gy 조사구에서 12-21 em 4 개체， 20 Gy 조사구에서

19-25 em 5개체 40 Gy 죠사구에서 23 em 1 개채가 나타났고， 왜성형 변이체들은 줄기

길이가 단축되었어도 괴경의 수와 크기는 대조구에 벼해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주

당 수량이 높은 개체도 많았다. 남작 M2 세대에서의 주당 과경중은 10 Gy 조사구

220-963 g , 20 Gy 조사구 267-1087 g , 40 Gy 초사구 318-832 g , 50 Gy 조사구 800

1188 g로 수량변이 분포가 넓게 나타났다. 이들중 20 Gy 조사구 3개체와 50 Gy 조사

구 2개체는 주당 수량이 1000 g 이상인 다수성 변이개체로 모두 내 virus 계롱이었다.

또한 virus와 역병의 내병성 변이주는 대체로 40 Gy와 50 Gy 조사구에서 많이 출현하

였다(사진 4) .

수미 M3 세대에서 출현한 변이양상은 왜성형， 엽록소 결핍변이， 엽형밴이， 괴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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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이， 내 virus , 대형균일과경 동으로 조사선량별로 변이출현율은 10 Gy 조사구

9.5%, 20 Gy 초사구 13.6%, 40 Gy 조사구 38.1%, 50 Gy 조사구 18.1%였고 변이 형 태 별

출현율은 내영성변이 4.6% , 왜성형 4.0% , 엽형변이 2.2% , 과경 형태변이 2.2%, 엽록소

결핍변이 0.4%로 전체변이 출현율은 14.6%로 나타났다{표 8) . 왜성연이체의 초장은

10 Gy 조사구에서 22-25 em 10개체， 20 Gy 조사구에서 17-25 em 23개체， 40 Gy 조사

구에서 15-25 em 5개체였으며 가장 왜성화된 변이는 15 em로 40 Gy 조사구에서 출현

하였다. 왜성 변이쳐l틀의 괴경수와 수량은 대조구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고 주당 수

량이 높은 변이개체도 다수 출현하였으며 개체당 줄기수가 1-2개로 대조구 3-5개 보

다 적은 것이 륙정이었다. 엽록소 결핍변이중 20 Gy 조사구에서 잎의 반 이상이 노

랑색으로 완전한 엽록소 결핍증을 나타낸 개체가 2개채 출현하였고 다른 조사구에서는

부분적이거나 잃은 노랑색의 엽록소 결핍을 나타낸 변이체들도 출현하였다. 한편 내

virus로 선발된 개체툴 대부분은 꾀경이 크고 균일하였으며 개체당 꾀경중도 높게 나

타났다‘ 표 9 , 10은 남작 M2와 수미 M3 세대의 농협적 형질을 조사하여 평균 표준편

차 및 분산을 나타낸 것이다. 두 품종 모두 변이후대로 표준연차와 분산폭이 넓게 나

타났다. 본 실험과 유사한 연구보고가 미진하여 비교분석할 수는 없으나 Sonnino 둥

80)은 기내에서 증식 배양펀 감자줄기에 r-ray 30 Gy를 처 리하여 10947»의 유식물체

에서 잎의 크기와 모양， 잎의 색， 꽃의 색 및 모양， 줄기색， 왜성형， 꾀경색 퉁 158

개의 변이주를 획득하여 약 14.4%와 변이 유기율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실험방법은 다

르나 변이출현율은 남작 19.1%, 수미 14.6%와 유사한 변이윷을 나타냈다. 실험결과

기내에서 유기된 소꾀경에 방사선 처리후 유기된 변이처l충 유용한 변이쳐l 선발이 가놓

함을 보여 영양번식작물 육종에 방사선을 이용한 기내 톨연변이 육종법이 적합한 수단

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기내돌연변이 육종의 한 수단으로 stem nodal culture에

의한 기내돌연변이 선발 방법은 사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계화 하므로서 조직배양

기술을 돌연변이 육종과 첩목한 기내육종기술로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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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빛 건의사항

농업생산성은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률 충당

할 수 없고 식량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국내 농업기술 분야의 식량증산

을 위한 기술개발은 타분야 못지 않게 발전해 왔고 단위면적당 미곡 생산량이 세계 I

위를 기록할 만큼 우량품종 개량， 재배기술의 개선， 각종 농약의 개발 퉁이 집중척으

로 이루어져 왔다. 생산성 향상애 품종개량이 가장 큰 역할을 탑당해 왔댄 것이 사실

이나 기존 일반육종 기술로 더 이상의 육종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성을 느끼케 되었

다. 유전자원은 모든 작물의 품종개량에서 육종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 자연에서의

유천차원이 점차 고갈되어 있고 특히 무절제한 농약사용은 생태계의 Jl}꾀를 초래하였

고 따라서 유전자원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저해

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무역 개방화 추세에 따라 UR 협상이 묵전에 있고

아 협상이 타결되연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로 농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

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해없는 식량공급과 우리 여건에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

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자 때문에 불가분 육종목표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는다‘ 최근 유전공학기법의 탄생으로 농업증산 분야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나 고동식물에서의 실용화는 머생물이나 동물에서처럽단순치 못

한 관계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존육종이건 유전공학이던간에 근

본적으로 우수 유전자원이 될수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 유전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tit와 같이 생태계의 파꾀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이어서 각국에서는 유

전자원 확보를 전략화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지적소유권 이상으로 유전자원의 유출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공학에서도 DNA sequenci ng 기법이 탄생하여 새로운 유

전자원을 작출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동식물에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힐

문제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한 식물의 유전자원을 얻기까지는 장기간 소

요될 전망이다. 방사선 돌연변이 유기는 자연에 없는 새로운 유전자원을 만들어 낼

악
나

qJ



수 있는 유일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륙히 각종 내성 인자원의 획특에 훨수척이

므로 방사선 롤연변이의 유기법 및 유용형질의 선발법율 개발하고 또 식물조직배양과

원자력기술을 첩목하여 기내 육종기술을 개밸하므로서 기존 교배육종은 물론 유전공학

기법을 한충 더 진보시킬 수 있는 요소가 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내 롤연변이 세포주 유기와 선발기술을 모델화 하기 위하여 몇가

지 감자품종을 선정하여 단세포배양과 약배양율 뷔한 적정 배양조건， 단세포와

callus의 방사선 감수성 및 cybrid 획득에 필요한 적정 방사선량과 기내 유기한 소과

경과 절경배양을 롱하여 유식물체의 대량증식과 방사선에 의한 롤연변이 유기 및 기내

선발 변이체의 포장실험을 거쳐 왜성화， 과경형태， 엽형， 내 virus 동의 많은 변이체

를 선발하였고 이들 변이체 선발을 위한 방법을 표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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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bination of growth regulators wi th the

modi fied 뾰dium of Murashige and Sk∞g’ s 뾰dium

Treat. Growth r~gu1ator (mgt1)

No.

2, 4-D NAA BAP

0.5 1. 0 1. 0

2 1. 0 1. 0 1. 0

3 1. 5 1. 0 1. 0

4 2.0 1. 0 1. 0

5 0.5 1. 0 2.0

6 1. 0 1. 0 2.0

7 1. 5 1. 0 2.0

8 2.0 1. 0 2.0

9 0.5 2.0 2.0

10 1. 0 2.0 2.0

11 1. 5 2.0 2.0

12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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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se of some potato varieties to various on the formation

。f callus media

M려ium

Variety

l 2 3 4 5 6 7 8 9 10 11 12

Namzak

Sumi

6.7 4.0

5.0 16.7 6.7 4.0 4.0 8.6 10.0 2.8 5.7 5.7 5.1

Sepoong 12.0 13.3 4.0 6.7 8.0 6.7 6.7 5.0 5.0

Jopoong 5.0 4.0 15. 0 - 8.6 8.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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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dose fraction of gamma rays on potato cell growth in

suspension culture of M&S media supplemented with 2 mg/l of

2.4-D, NAA and kinetin

Days of Non- No. of cells( x 103 /ml) in fraction

survey irradiated inter‘vals(hrs) of 25 Gy + 25 Gy

Non-fraction

doses

o 5.27

2 4 8 16 24 25 Gy 50 Gy

2 days

4 days

9.04

12.26

7.41 7.69 8.06 8.00 8.01 7.65 7.40 9.26

9.01 9.05 8.81 9.89 9.34 9.01 11.66 9.48

6 days 14.10 10.69 11.05 10.61 11.39 11.40 10.25 12.44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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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rvival rate of in y삭띤 cultured potato shoot treat with

different doses of gam뼈 rays after 40 days of culture

Survival rate (%) of shoot at doses (Gy)

Variety

0
、、

10 20 30 40 50 60 80

Sumi

N와@삶〈

100 92

98 88

84

7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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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uluence of fractionated irradiation on survival rate in
in vitro cultured potato stems

Fractionated
doses

Survival rate (%) in time interval

o hr 2 hrs 4 hrs 6 hrs 24 hrs

2 x 15 Gy =30 Gy 58 74 64 52 39

2 x 25 Gy =50 Gy 38 45 20 35 43

κ
%



Table 6. Mutation rate of in 꾀 X브뜨 cultured potato stem irradiated with
fractionated gamma rays

Fractionated
doses

Time interval (hr)

0 2 4 6 24 Total

2 x 15 Gy

=30 Gy

q‘
‘
Lmlp，

밍

r

s
。
‘

‘.‘댐
뼈

아

이

O

O

N

N

%

397 356
48 78

’ 12 22

275 157
44 27
16 17

225
42
19

1410
239

17

2 x 25 Gy

= 50 Gy

No. of regenerated plants
No. of mutants
%

162 237
23 40
14 17

158 225
17 44
11 20

172
31
18

954
15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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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tation type and frequencies observed in M2 plants induced from

microtubers of Na뾰ack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es of gamma-rays

Total mutation

observedr-ray No. of

dose plants

(Gy)

No. of mutation type

Dwarf Ch lorophyll Leaf Tuber Virus

type deficiency color type resistant

Large tu밟rs

uni form

Number %

Control 29 1 2 6.9
10 43 4 2 7 16.3
20 96 5 2 3 4 3 18 18.8
30 5 3 60.0
40 21 2 2 6 28.6
50 9 1 2 3 33.3

Total 194 12 2 2 7 9 5 37 19.1
% 6.2 1. 0 1. 0 3.6 4.6 2.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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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tation type and frequencies observed in M3 plants induced from

microtubers of Sumi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es of ga血na-rays

Total mutation

。bservedr-ray No. of

dose plants

(Gy)

No. of mutation type

Dwarf Ch lorophyll Leaf Tuber Virus

type deficiency color type resistant

Large tuber‘ S

uni form

Number %

Control 32 3.1
10 253 10 2 9 2 24 9.5
20 359 13 2 8 3 11 12 49 13.6
40 63 5 4 2 9 3 24 38.1
50 50 2 4 2 9 18.1

Total 725 29 3 16 6 33 19 106 14.6
% 4.0 0.4 2.2 0.8 4.67 2.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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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gromic characters of MZ generation Namzack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es 0 f gam!따-rays

r-ray No. of No. of Stalk Tuber % of hi앙1 Virus I‘ate
dose plants stalks length wei링lt1 class tubers (1 -5) bI i앙lt

(Gy) /pl킹'\t (em) plant(g) ()50 g) (1-5 )

10 43 x 3.5 33.4 528.9 80.2 1. 0 1. 8
Sx I. 51 6.46 274.14 6. 70 0 0.93
x 2.28 41.73 61078.18 44.89 0 0.86

20 96 x 4.9 42.8 672.5 78.9 1. 1 1. 8
Sx I. 69 9.44 251. 32 10.17 0.34 O. 72
x 2.86 89.11 63161. 74 103.43 0.11 0.52

30 5 x 4.3 52.0 650.0 80.0 l ‘ 0 1. 0

40 21 x 5.1 45.9 566.6 82.1 1. 0 1. 0
Sx 2.93 9.22 220.07 8.30 0 0
x 8.58 85.01 48430.80 68.89 0 0

50 9 x 4.6 58.3 1019.3 93.3 1. 0 LO
Sx I. 25 8.19 198.90 5.84 0 0.58
x 1. 56 67.08 39561.21 34.11 0 0.33

Control 19 x 4.9 51. 3 857.0 76.4 1. 0 1. 3
Sx O. 72 8. 72 179.28 9‘ 00 0 0.58
x 0.52 76.04 32141. 32 81. 00 0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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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gromic characters of M3 generation Sumi irradiated with different
doses of ga血a-rays

r-ray No. of No. of Stalk Tuber % of hi방1 Virus Late
dose plants stalks length weight! class tubers (1-5) bli방1t

(Gy) /plant (em) plant(g) ()50 g) (1-5)

10 253 x 4.5 43.3 632.4 86.6 1. 03 2.00
Sx 1. 25 10.48 245.04 8.54 0.16 O. 70
x 1. 56 109.83 60044.6 72.93 0.03 0.49

20 359 x 3.8 47.8 645.4 88.1 1. 05 1. 74
Sx 1. 50 9.57 288.29 8.97 0.23 0.65
x 2.25 91. 58 8311 1. 12 80.46 0.05 0.43

40 63 x 4.1 34.3 565.6 87.2 1. 00 1. 70
Sx 1. 31 7.10 175.20 9.35 0 O. 73
x 1. 72 50.41 30695.04 87.42 0 0.54

50 50 x 4.8 35.2 518.3 74.8 1. 08 2.00
Sx 1. 18 6.14 142.89 11.70 0.29 0.60
x 1. 39 37.70 20417.55 136.89 0.08 0.36

Control 32 x 3.1 42.9 610.4 82.3 1. 14 2.00
Sx O. 73 9.08 232.98 6.83 0.38 0.58
x 0.54 82.45 54279.68 46.65 0.1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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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A,
C,

Plant regenerated from single cell of potato
single cell; B, pigmented mutant callus;
organogenesis; D, plantlet regenerated from
ca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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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Survival callus from irradiated with gamma rays from
control to 150Gy to potato single cell of suspens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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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Variant selected from in vitro cultured potato
A, leaf shape variant; B, chlorophyll var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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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Resistant mutant to potato leaf roll virus
selected by in vitro mutagenesis.

%



Photo. 5. Variant derived from irradiated microtuber of potato
A, nodal stem culture; B, microtuber; C1 , potato tubers
of check; C2 , tubers from nicrotuber; C3 , variant
selected from irradiated micro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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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애는 반드시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펼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기내 툴연변이 셰포주 유가 및 선발기술개발

1993 1f. 9 月 B (n 돼IJ

1993 1f. 9 셔 日 發n·

發行A 신 째 인

發行鼠 韓 l웹 j짜子 )J 빠究所

大田 l쉰輔市 f띔城l닮 德i환洞 150

印뻐IJ處 三信印剛 (珠)

믿는마음 지킨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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